
풀러튼 교육구
교육 서비스부

교육구 영어 학습자 자문위원회 (DELAC)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오전 9:00  – 오전 10:00

줌(Zoom) 화상회의

교육구는 학생의 학습 성취를 위한 단일 계획을 고려하여 영어 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대한 마스터플랜을

개발한다.

학교 단위로 교육구 전체의 필요도 평가를 수행한다.

영어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교육구의 프로그램과 목표, 목적을 설정한다.

매년 언어 인구 조사를 실시한다.

교육구의 재평가 절차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교육구는 위원회 회원들과의 완전한 협의를 통해 설계된 자료와 트레이닝을 제공하여 회원들이법적 자문 책임을

수행하는데 보조한다.

통합 신청서 파트 I과 II를 검토한다.

해당 교사와 교육 보조원의 필요 조건을  준수하는 계획을 개발한다.

환영사: Rossana Fonseca는 통역을 통해 영어 이외의 언어(한국어 또는 스페인어)로 DELAC 회의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회의는 오전 9시 3분에 시작되었다. 는 환영사와 함께 DELAC 의장인 EglethRossana Fonseca

Nuncci를 소개하였다. Egleth Nuncci는 모든 참가자를 환영하고 모임 참석에 감사를 표하였다.

12월 회의록 승인: Maria Alvarez는 참가자들에게 12월 회의록을 살펴보고 승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12월 의사록

승인을 위한 첫번째 동의는 Pacific Drive 초등학교의 Egleth Nuncci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Woodcrest 초등학교의

Gabriela Coronado가 두번째로 승인에 동의하였다.

LCAP 검토: 교육 서비스부 코디네이터 Jenel Lao는 올해 학년도 LCAP 및 업데이트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풀러튼 교육구의 실행 및 반영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또한 풀러튼 교육구는 이에 대한 참가자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듣길 원하며, 이를 위해 LCAP 설문조사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통합 신청서 검토: 교육 서비스부 디렉터 Sung Chi는 Jenel Lao가 설명한 주 기금 이외에도 교육구가 4개의 다른

출처에서 연방 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영어 학습자 지원을 위한 특별 기금은 연방 타이틀 II 기금과 Jenel

Lao가 LCAP 발표 중 언급한 LCFF 보충 기금에서 나온다는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웰빙을 위한 파트너(Partners for Wellness) - 전자 담배 흡연과 토바코 사용: 이전 NCADD-OC Partners4Wellenss의

건강 강사인 Paige Petrus-Medina가 전자 담배 흡연과 토바코 사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일반 담배, 전자

담배, 니코틴의 유해성, 전자 담배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COVID-19와 전자 담배 흡연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다.

공지: DELAC 공동의장 Ana Paulino가 공지사항을 발표하였다. Pacific Drive 초등학교에서 2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식료품 픽업 행사(Food Drive)에 대해 안내하였다.

회의는 오전 11시 15분에 종료되었다.

mailto:rossana_fonseca@myfsd.org

